1.신청에 관하여





강좌에는 각각 「신청 마감일」이 설정되어 있습니다.개강일이 같아도
신청 마감일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강좌는 정원이 되는 대로 신청을 마감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강좌를 휴학하거나 다른 강좌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각 강좌의 수강료는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
바랍니다.

2.지불 방법에 관하여
수강료의 지불은「은행 입금」·「신용카드(일본국내 발행에
취급합니다.입금 수수료는 고객님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함)」로

3.교재에 관하여
교재는 강좌에 따라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 하거나 시판의 교재를 각자
구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4.수강에 관한 주의 사항
「일본어라이브컬리지」의 강좌를 수강하려면 당사 지정의 동작환경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강에 필요한 PC,통신 기기등을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어라이브컬리지의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에
필요한
회원
ID,패스워드는 고객님께서 관리해 주세요.(그러나 패스워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담당 강사, 수강 일시등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쿨링오프
쿨링오프 는 신청 코스가 2 개월을 넘고 지불 총액이 5 만엔을 넘는 계약의
경우에게만 적용됩니다.고객님이 신청서를 발송한 날을 포함한 8 일간은,
서면에 의해 무조건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의 철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수강료가 지불되고 있는 경우는, 당사에서 그 금액을 전액
신속하게 환불 하겠습니다.

쿨링오프 가 있었을 경우, 그 해제에 수반하는 손해배상, 위약금의 지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강의가 수강되었을 경우에도 금전지불의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6.중도 해약
중도 해약에 대해서는 신청 강좌가 2 개월을 넘고
넘는 계약의 강좌에만 적용됩니다.

지불 총액이 5 만엔을

수강전···계약에 필요로 한 비용으로 5,000 엔을 공제하겠습니다.
수강후···계약 잔액의 20%(단 50,000 엔을 한도로 합니다.)를 공제해
환불을 하겠습니다.
계약 잔액은 수강료로부터 소화된 수강료를 공제한 것입니다.
※신청 강좌가 2 개월 이내, 혹은 지불 총액이 5 만엔 이하의 경우에는
쿨링오프
및 중도 해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지불된 수강료의 환불은
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7.시용카드로 지불하셨을 경우의 환불에 관하여
신용카드로 지불하셨을 경우 신용카드 회사의 대응에 따라 환불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에 따라서는 이하와 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같은 달의 청구 금액분에서 환불 금액분을 공제한 금액을 인출한다.
◆일단 청구 후 다음달에 환불.

8.면책
당사는 고객님의 설비의 결함 또는 동작환경등이 적합하지 않음, 그 외
트러블등에 의해 생긴 이용 불능, 수강 불능등에 대해서는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수강때는 강의 개시 예정 시각까지 사이트에 로그인해 주세요.
고객님의 지각, 조퇴, 결석 그 외 트러블등의 이유로부터 수강할 수
없었다고 해도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9.특정 상법에 근거하는 표시
① 서비스 명칭
② 사업자

ライブカレッジ日本語

株式会社インターカルト日本語学校

Intercultural Institute of japan
③ 대표자
④ 소재지

加藤

早苗

〒110-0016 東京都台東区台東 2-20-9

홈 페이지
메일 주소
업무내용
레슨제공

http://incul.livecollege.jp
livecollege@incul.com

인터넷 온라인 일본어교육 운영
미리 결정된 수업일에 통신 소프트를 이용해 행해집니다.

지불 방법 은행 입금·신용카드
강좌이용대금 이외의 요금 은행 입금료,교재대 이외의 필요 요금
지불기한
원칙으로서 강좌가 시작되는 1 주일전까지 전액을 입금합니다.

